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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표는 청소년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 산림 체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우

울감, 불안감, 자아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관내 14세에서 19세 사이의 청

소년 47명을 대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개발한 산림 체험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전후로 연구 참가

자의 우울감, 불안감과 자아상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 Revised Child

Manifest Anxiety Scale(RCMAS), Offer Self Image Questionnaire-Revised(OSIQ)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전후로 상태

의 개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paired-T 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CDI는 프로그램 전 12.41±8.34점에서 프로그

램 후 8.65±9.4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허구척도가 8점 이상인 16명을 제외한 31명을 분석하였을

때 RCMAS 총점은 프로그램 전 14.87±7.30점에서 프로그램 후 10.81±7.81점으로 감소하였다. 전체 자아상 척도(total

self-image scale, tsi)는 프로그램 시행 전 398.40±41.86점에서 401.92±67.0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

지 않았으나 하위 척도인 자신감 척도(self-confidence, SC)는 29.94±3.71점에서 38.11±6.45점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

게 상승하였다. 다른 하위 척도인 이상주의 척도(idealism, I)는 21.03±3.80점에서 23.17±3.89점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산림 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우울감과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청소년들이 당면한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타인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데 영향을 준다. 

Abstract: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forest experience program on depression, anxiety,

and self concept in adolescents living in urban area. A total of 47 adolescents living in Seoul, South Korea were

recruited for the study and participated in a series of forest experience programs that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had developed.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program, their depression, anxiety, and self concept were

evaluated using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Revised Child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and

Offer Self Image Questionnaire-Revised (OSIQ). The outcome measures were analyzed using paired-t tests. CDI

score was significantly reduced after the program (before:12.41±8.34, after:8.65±9.48). Excluding 16 participants

whose scores of Lie Scale in the RCMAS were more than 8 on the analysis, the total RCMAS score showed

significant reduction after the program (before:14.87±7.30, after:10.81±7.8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otal score of the total self-image scale in the OSIQ. However, the Self-confidence (SC) which

was used as subscale of the OSIQ was significantly higher after the program (before:29.94±3.71, after:

38.11±6.45), and the Idealism scale (I) in the OSIQ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program (before:21.03±3.80,

after:23.17±3.89). On our analysis, the forest experience program showed considerable positive effects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adolescents. This result leads the postulation that the program might be helpful for

adolescents to adapt to their surrounding experiences and to achieve improvemen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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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토해양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약 90%가 도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Korea Ministry

of Land, Int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 기존의 연구

를 통해 도시 지역의 과도한 인공적 자극은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Stilgoe, 2001) 도시 환경이 개인과

지역사회 보건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International Union for Health Promotion and Education

(IUHPE), 1999]. 이에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등의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건강증진 효과를 위

한 대안적 치료방법으로 산림욕이 제시되어 왔다(Cheng,

2009; Mao et al., 2012; Morita et al., 2007; Ohtsuka et

al., 1998; Shin and Oh, 1996; Shin et al., 2012). 따라서

산림청은 산림이 지닌 건강 증진 및 치유의 기능에 대해

언급해 왔으며 최근에는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

르면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

동을 말한다. 그리고 “치유의 숲”이란 산림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을 말한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4항, 제5항).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

작기에 도달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추상적 개념과 가설

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가 가능

해진다. 또한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경

험함으로써 자기상(self-image)과 주변 대상과의 관계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은 다양한

기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특히 우울감, 불안감 등을 경험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원인을 청소년을 둘러싼 심

한 환경적 요인이 관여하는지 혹은 청소년기 특유의 사건

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한 것인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

시키는 상황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를 결론 내리기는 어렵

다(Larson, 1991). 따라서 청소년 시기를 어떤 환경에서 보

내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와 인격 발달에 많은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숲이 있는 공간이 아동들의 정서적 안

정이나 도덕성, 친밀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Cho et al., 2001). 학교가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뿐만 아니

라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볼 때(Ceci, 1991)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가 도시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

년에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미 연구를 통해서 산림 체험 프로그램이 저

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과 우울, 특성 불안을 감소시

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Cho et

al., 2001). 그러나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적인 청

소년을 대상으로 숲 체험의 효과를 확인해본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우울감,

불안감, 자아상의 정도를 확인하고 숲 체험 프로그램을 적

용하여 프로그램 전후로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감, 불안감

의 개선 정도, 자아상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숲 체험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소년 정신 질환의 보

조치료로서 숲 체험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청소년 중 14세~19세 사이로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적응의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청소년이 포함된 학급의 청소년들을 모집하였다.

모든 참가자와 그 부모는 산림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설

명을 듣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최종 4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

었다.

2. 연구진행 

참여 청소년들에게 총 12회(매회 3시간)의 산림 체험 프

로그램을 적용하였다(Table 1). 산림 체험 프로그램은 도

봉산 내의 생태탐방연수원 실내 및 자연 관찰로에서 2013

년 5월~6월, 2013년 9월~10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각 시

기의 평균 온도는 19.4도, 18.4도였다. 도봉산 자연 관찰

로는 침엽수와 활엽수가 비슷하게 점유하는 혼효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수종은 밤나무와 신갈나무, 소나무,

전나무 등이다. 주요 수종의 임령은 30~60, 영급 I~VI, 소

밀도는 중이다. 참가자는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우울감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불안감(Revised

Child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자아상 발달

(Offer Self Image Questionnaire-Revised, OSIQ-R) 설문

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참가자의 산림 체험 프로그램에 대

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 이후 만족도 설문지

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3. 연구도구

1) 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Kovacs(Kovacs,

1985; Kovacs, 2003)가 개발한 CDI(Children’s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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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를 조수철 등이 번안한 척도(Cho and Lee,

1990)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검사는 우울정서, 행동장

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의 5가지 하위 범주

로 한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는 증상의 심각

도를 0점에서 2점까지 평정하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54점이다. 조수철 등이 시행한 연구(Cho and Lee, 1990)에

서 CDI의 내적 일치도는 .88로 나타났다. 또한 김은경 등

이 시행한 연구(Kim et al., 2005)에서 청소년에 대한 CDI

의 내적 일치도가 .87로 나타나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청

소년에서 CDI를 적용하였다. 

2) 불안척도(Revised Child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청소년의 불안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Reynolds와 Paget

이 개발한(Reynold, 1982; Reynold and Paget, 1981)

Revised Child Manifest Anxiety Scale(RCMAS)을 최진

숙 등이 번안한 척도(Choi and Cho, 1990)를 사용하였다.

RCMAS는 다양한 불안과 관련된 증후들이 존재하는지 여

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초등학생부터 고등

학생까지 적용할 수 있다. RCMAS는 모두 37항목으로 9

개의 허구문항과 28개의 불안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에 대해 예, 아니

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

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진숙 등

이 시행한 연구(Choi and Cho, 1990)에서 RCMAS의 내

적 일치도는 .81로 나타났다.

3) Offer 자아상 척도(Offer Self Image Questionnaire-

Revised, OSIQ-R)

이 척도는 홍강의 등이(Hong et al., 1998) Offer 등이

(Offer et al., 1992; Turner and Mo, 1984) 개발한 OSIQ-

R를 한국판 Offer 자아상 척도(KOSIQ-R)로 표준화한 척

도이다. 이 질문지는 13세에서 18세 연령범위의 일반 청

소년들의 자아상 발달 및 심리-사회적 적응을 평가하기 위

해 제작된 자기-보고형 척도이며 총 129 문항, 12개의 하

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나를 가장 잘 나타

내준다’에서 ‘나를 전혀 나타내 주지 못한다’까지의 6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문항들은 12개의 하

위 구성 척도-정서 상태, 충동 통제, 정신 건강, 사회적 기

능, 가족 기능, 직업에 대한 태도, 자신감, 자기-신뢰, 신체

상, 성(性), 윤리적 가치, 이상주의로 구분되며, 10개의 중

요한 하위 구성 척도 점수들을 합산하여 전체 자아상(total

self-image)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4) 프로그램 만족도

산림 체험 프로그램 자체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

간, 횟수,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전

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산림 체험 프로그램의 만

족도, 선호 정도, 권유, 재참여 의사에 대한 것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Table 1. The programs of forest therapy.

Sessions Topics Contents

1st Trust & Nature

·Questioning 'Who am I?'
− Filling out the questionnaire before participation the main program
− Understanding the national park
− Introduction him/herself using nature objects

·Playing with nature
− Making groups leads to friendship and feeling of connectedness among the participants. The

games induce socializing among the participants by reducing their aggression and defiance.
− Performing the games : 'Trust Game' and 'Loving the Neighbors' 

·Carrying out the survey before next program

2nd Persistence & Nature

·Eco-orienteering
− Navigating the forest and completing the tasks, the participants can exercise him/her

leadership and learn preciousness of nature. 
− The participants have to complete the 15 tasks in the 'Dobong Natrue Walk' as a team.

3rd Passion & Nature

·Making their own wooden chair (learning the wood craft)
− Producing his/her wooden chair which might be useful in daily life and feeling the wood

during the process of fabrication, the participants could promote their abilities of self-
expression and feel sense of accomplishment.

4th Hope & Nature

·The drama festival in nature : promoting empathic understanding
− Taking the role in the play, the participants can ventilate and express their true emotion and it

also provides opportunity for promoting empathic understanding others.
− The participants have to write playscript and make preparation for 10 minutes' play 

·Self-expression using nature objects 
− Making hopeful message for me

·Carrying out the survey after performing all th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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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참가 청소년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적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산림 체험 프로그램이 참가 청소년의 우

울, 불안에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전

후 사회성, 우울감, 불안감에 대한 척도 변화를 paired t-

test를 시행하여 비교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enterprise

guide 4.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행하고 p < 0.05를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고 보았다.

결 과

1. 참가자 특성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는 남, 여 각각 22명(46.8%), 25명

(53.2%)으로 평균 나이는 14.40±1.25세였다. 이 중 중학교

에 재학 중인 참가자가 44명(93.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

였다. 프로그램 적용 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하였을 때 연구 참가자는 만족도 만점 35점에서 평균

28.89점을 보고하였다. 특히 각 항목 중 “산림 체험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만족스러웠다” 항목은 5점 만점에

가장 높은 4.29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2. 프로그램 전후 우울감의 변화

산림 체험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산림 체험 프로그램 시행 전후 CDI

를 측정하였다. CDI는 프로그램 전 12.41±8.34점에서 프

로그램 후 8.65±9.4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

였다(t=2.36, p=.022)(Table 3).

3. 프로그램 전후 불안감의 변화

산림 체험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불안감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산림 체험 프로그램 시행 전후

RCMAS를 측정하였다. 허구척도가 8점 이상인 16명을 제

외한 31명을 분석하였을 때 RCMAS 총점은 프로그램 전

14.87±7.30점에서 프로그램 후 10.81±7.81점으로 감소하

였고(t=2.27, p=.030) 허구척도는 4.41±2.06점에서 3.14±2.17

점으로 감소하였다(t=2.79, p=.009)(Table 4). 

4. 프로그램 전후 자아상의 변화

산림 체험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자아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산림 체험 프로그램 시행 전후 OSIQ

를 측정하였다. 전체 자아상 척도(total self-image scale, tsi)는

프로그램 시행 전 398.40±41.86점에서 401.92±67.0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t = -0.23,

p = .820) 하위 척도인 자신감 척도(self-confidence, SC)는

29.94±3.71점에서 38.11±6.45점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상승하였다(t = -6.39, p = .000). 다른 하위 척도인 이상주의

척도(idealism, I)는 21.03±3.80점에서 23.17±3.89점으로 통계

적으로 의미 있게 상승하였다 t = -2.51, p = .017) (Table 5).Table 2. The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toward the forest
experience program.

Satisfaction M(SD)z

Whole period of program 3.81±1.13

Number of program 3.97±0.90

Contents of program 4.14±0.86

Degree of preference 4.29±0.78

Positive response with program 4.27±0.93

Recommendation opinion 4.24±0.76

Reparticipation 4.16±0.90

Total 28.89±5.36

z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Changes in participants' CDI score.

Before the 
program

After the 
program t p

M(SD) M(SD)

CDI score 12.41±8.34 8.65±9.48 2.36 .022

Note: 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4. Changes in participants' RCMAS score.

 

Before the 
program

After the 
program t p

M(SD) M(SD)

Total RCMAS 14.87±7.30 10.81±7.81 2.27 .030

Anxiety scale 10.30±7.21 07.13±6.17 1.87 .072

Lie scale 04.41±2.06 03.14±2.17 2.79 .009

Note: RCMAS: Revised Child Manifest Anxiety Scale,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5. Changes in participants' OSIQ score.

Subscales

Before the 
program

After the 
program t p

M(SD) M(SD)

Emotional tone 33.64±5.920 32.61±8.390 .570 .570

Impulse control 31.91±4.430 31.56±6.170 .290 .774

Mental health 43.28±8.710 42.28±10.23 .450 .656

Social functioning 31.89±5.050 31.56±5.700 .260 .798

Family functioning 64.41±7.860 65.47±11.28 -0.43 .672

Vocational attitude 36.79±5.560 36.82±5.710 -0.02 .982

Self-confidence 29.94±3.710 38.11±6.450 -6.39 .000

Self-reliance 51.94±5.600 51.64±8.430 .170 .869

Body-image 32.27±4.730 31.92±5.530 .310 .756

Sexuality 30.56±6.810 30.59±9.050 -0.02 .988

Ethical values 36.97±4.810 35.03±6.370 1.50 .142

Idealism 21.03±3.800 23.17±3.890 -2.51 .017

Total self-image scale 398.40±41.86 401.92±67.08 -0.23 .820

Note: OSIQ: Offer Self Image Questionnaire,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산림 체험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우울감, 불안감, 자아상에 미치는 영향 131

고 찰

본 연구는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

감, 불안감, 자아상에 숲 체험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 지역 교

육 지원청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2회에

걸쳐 숲 체험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우울감에 대한 자기 보고형 척도인 CDI가

산림 치유 프로그램 전 평균 12.41±8.34점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 후 8.65±9.48점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

의 우울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감

에 대한 자기 평가 척도인 RCMAS가 평균 14.87±7.30점

에서 10.81±7.81점으로 프로그램 참가자의 불안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자아

상에 있어서도 자신감 척도와 이상주의 척도가 통계적으

로 의미 있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의 경우 프로그램 시행 전 측정된 평균 점수는

Kovacs의 연구(Kovacs, 2003)에서 보인 지역사회 표본에

대한 평균 점수 9.98±7.29점 보다 높은 수치이나 Cho 등

이 시행한 연구(Cho and Lee, 1990)에서의 평균 점수

14.72±7.13점 보다 낮은 수치이다. CDI의 경우 기존의 연

구를 통해 절단값이 Kovacs가 시행한 연구(Kovacs, 2003)

에서는 20점, Craighead등이 시행한 연구(Craighead et al.,

1998)에서는 19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 시행한 연

구(Park, 2008)에서는 25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

그램 전후 CDI 점수가 정상 범위 내에 해당하며 본 연구

의 참가자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적인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

다. 그러나 산림 치유 프로그램 이후 CDI 점수가 정상 범

위 내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는 점이 의미하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시행 전 측정한 불안감은 기존에 알려진 연구

(Choi and Cho, 1990)에서 제시한 평균치인 13.61±5.74점

보다 높은 14.87±7.30점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시행

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RCMAS는 소아, 청

소년의 특성불안을 측정하는데 신뢰성이 있는 검사라는

점(Reynold and Paget, 1981)에서 본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불안 정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자아상 평가 척도 중 자신감 척도는 청소년들이 당

면한 상황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상황에 대처하는데 있어 자신이 능력 있다고 느

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본 프로그램에

서 수행한 활동이 참가자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도

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주의 척도의 경우 청소

년들의 이상(ideals)과 타인을 기꺼이 돕는 정도를 평가하

는데 낮은 점수는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을 자신의 욕구 충

족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참가자

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와 과제를 수행하면서 타인

을 배려하는 태도를 학습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연

구 참여자의 수가 적어 연구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

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시행한 우울감, 불안감, 자

아상 평가 도구는 청소년의 자기 보고식 평가 방법을 적

용하고 있어 연구 참여자가 검사에 대해 정확히 반응했는

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증상을 과장하거나 축소 보고한

경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개

발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객관적인 이론적 근

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제시되며 향후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산림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청소년의 우울감, 불안감, 자아상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할 수 있다. 또한 산림 환경이 청소년의 심리

적,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우울증 등의 정

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보조 치료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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